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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격한 를 이용하는 기기의 다양화와 화로 인해 많은 련 보안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상 인

생활에서의 의 안 은 매우 한데 의 방해와 교란은 단순 생활의 불편뿐 아니라 신체의 직 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는 매우 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란과 교섭을 막기 한 방안으로 백색 원,

투 격자와 원으로 사식 무아 를 측정 하여 기 격자 변형격자의 사 이미지를 획득한 후 상도를 알고리즘에

용하여 화상처리 알고리즘으로 무아 무늬를 생성하고 무늬 상도를 3차원 형상도로 생성한다. 이 게 측정된 얼굴 형

상을 이용한 암호화된 토큰을 만들어 토큰링을 통한 정보의 수신여부를 결정 하여 인증 강도, 호출자의 정보 등이 포함된

동 보안 속성을 가진 수평 를 송하고 java직렬화와 직렬화 해제 기능을 이용하여 토큰의 고유성을 확인 수평 를

송·수신 하여 문제 을 해결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주 어 : 무아 , 조, 보안토큰, 보안 , 수평

Abstract Due to diversification and popularization of devices that use rapid transmission, there are many security 

issues related to radio waves. As the disturbance and interference of the radio wave can cause a direct inconvenience 

to a life,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this paper, as a means to prevent radio disturbance and interference, the 

projected image of the reference grid and the deformed grid is obtained by measuring the projected moiré using the 

white light source, projecting grid and the light source, and  a moiré pattern is generated with an image processing 

algorithm by applying a phase diagram algorithm, and generated moiré pattern phase diagram creates a 

three-dimensional shape. By making an encrypted token using this measured face shape, the transmission of the 

information through token ring is determined in order to transmit the horizontal transmission having the dynamic 

security characteristics which includes authentication strength and caller information, etc. And by confirming the 

uniqueness of the token and by sending and receiving the horizontal transmission using java serialization and 

deserialization function, a problem solving method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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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개인 소형 기기 종류와 이용자가 기하 수 으로 늘

어나면서 피해, 이용과 보호의 요성이 두

되고 있다. 드론이나 네비게이션 등은 성으로부터 발

신되는 신호를 받아 치를 악하고, 스마트기기들은

GPS를 이용하여 치기반 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공격은 수신기에 한 교란 공격을

의미하며, 크게는 국가 간의 교란공격이나 정보 취

득의 목 으로 무선 를 이용하기도 하며, 민간 항공

기의 교란으로 안 의 을 가하는 실제 사례들

이 있었으며 개인의 통신이용을 방해하고 재머 등을 사

용해 생활의 불편함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

를 주고 있다.

에서 언 한 문제 들 개인사용자의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 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가면역체

계의 역할을 용하여 이상행 에 한 움직임 포착과

그에 합하게 안 성을 높일 수 있는 무아 를 이용해

생성한 보안 토큰으로 외부의 공격을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생체인식 기술의 보편화에 의해 생체

인증의 방법과 수단 한 늘어나 근성이 높아져 조

와 주변 환경에 제약받을 경우 인식률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보안의 취약 이 발생한다. 기존의 이러한 문제

들을 보완하고자 디지털 사식 방법을 통한 무아

상을 생체인증에 목시켜 보다 정확한생체인증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식 무아 상을 이용해 인식한

생체정보를 사용해 생성된 인증키로 생산된보안토큰

목한 의 보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련연

2.1 파공격 류

- 재밍(jamming) 

방해 행 인 재 (jamming)은 가 강한 주

수를 이용해 기계가 기존 주 수를 신 강한 의 주

수를 수신하면서 순간 으로 먹통이 되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방해의 목 으로 보낸강한신호 때문에

성으로부터 받은 신호를 복원하지 못해정확한 치와

시간을 계산하는데 향을 다[1].

재 를 해서는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수신 할 수 있는 성의 수가 제한될 수 있어 수

신기의 성능에 문제를 수 있다. 이러한 재 공격의

경우에는 주변에서의 이상 움직임을 탐지로 인해 일차

인 방어가 가능한데 자기 를 이용하게되면 벽이나 장

애물이라도 투과가 가능 하기 때문에 세 한 인식을

해서는픽셀을 이용한 CV방식등과 자기 를함께이

용한다면 보다 넓은 범주에서의 세 한 이상 징후를

악이 가능하다[2]. 비인가된 특정 이상 징후를 스스로 탐

지한다면 자가면역시스템의 면역체계를 통하여 자동

으로 그 근원지를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인증된 사

용자만 데이터에 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행해진 공격

에 한 안 성에 도움을 다.

- 파  공격

조 공격은 미리 확인된 성의 치와 시간을 계산

해 성이 보낸신호와같은 신호를 보낸 후원하는 치

로 성을 이동하거나 시간을 변경시켜 수신기가 성으

로 받은 신호를 선택하지 않고 공격자가 보낸 신호를 선

택하도록 시간과 치를 조작한다[3]. 이런 공격은 시뮬

이터나 무선 통신 연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USRP와

같은 소 트웨어 라디오 장비를 이용해 비교 쉽게 구

할 수 있다[4].

조 공격의 경우 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수신기가 수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이론

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조 공격 방지는 재까지 암

호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복호

화용 키가 모든 수신기에 설치되어야 하며, 키가 유출될

험이 있어 키 리의 문제가 있다. 때문에 정보의변경

이 불가한 이용자의 생체정보 보편화되어 비교 안

정성이나 조가 쉬운 지문이나 일반 인 얼굴 인식을

신해 무아 를 통해 비교 으로 조나 데이터 변조가

어렵도록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한 암호화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2.2 무아레

무아 는 맥놀이 상이 시각 으로 생기는 것으로

패턴들이 주기 로 겹쳐서 생기는 상이다[5]. 일정한

간격을 나타내는 물체 사이에 발생하는 무아 무늬가

갖는 미세한 격자간격을 확 하는 성질과 격자간의 오차

를 평균화하는 성질을 이용해 정 한 측정을 한다[6,7].

무아 무늬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질들이 존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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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무아 무늬가

변화를 통해 실제 물체의 움직임을 악하여 세 한 무

아 무늬를 제작하므로 해당 물체의 형상에 한 보다

정확한 3차원 정보를 가지게 된다[8,9].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무아 의 특징을 이용해 추출한 생체인식 정보를

토큰을 생성하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3. 용방안

3.1 사식무아레 용 방안

Fig1에서는 암호화 토큰을 생성하는데 사용할 생체인

식정보를 백색 을 사용한 원과 투 격자와 원으로

사식무아 (Projection Moire)촬 방식으로 측정 한

다. 장비 로젝터로 기 격자 변형격자의 사 이미

지를 획득한다. 각각의 획득한 상도를 알고리즘을

용하여 기 격자 상도와 변형격자 상도를 화상처리

알고리즘으로 무아 무늬를 생성한다. 무아 무늬의 차

수를 추출하지 못해 일어난 상이동법의모호성의 문제

는 2 장의원리를사용하여무아 무늬의 차수 추출

을 가능하게 한다. 한 측정반복을 통해세 부분의 좌표

를 여러번 측정하여 각 부 별로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맥놀이 무아 무늬

상도를생성, 무늬 차수를 용하여 3차원 형상도를 생

성한다. 이 게 측정된 얼굴형상을 암호화 토큰을 용

하여 를 보호 하고자 한다.

Fig. 1. projection Moire

3.2 보안 토큰 생 과 용방안

3.2.1 보안 토큰 생  과

Fig 2는 사식무아 를 통한 샐체정보를 이용한 암

호화 토큰 생성시 높은 보안을 제공하기 해 인증 과정

자체가 한 보안토큰 내부에서 수행 되어지는 시스템인

Match-on- Token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특징을 기반으

로 작성된 인증 보안 토큰 시스템을 사용한다[10].

사식 무아 를 이용한 얼굴인식 정보을 사용한 특

징 기반의 인증 시스템은 사용자 인증과정과 사용자 등

록과정을 수행한다[11,12]. 등록은 획득된 얼굴인식 정보

상에서 특징 정보들을 추출하고, 인증 과정은 특징 정보

가 입력된 사식 무아 를 이용한 얼굴인식 정보 상에

서 추출한후 장되어있던 특징 과matching을 수행함

으로써 장된 지문과 입력된 정보가 동일한 정보인지를

단하여등록 처리과정을 거친다[13,14]. 이후 특징을 추

출하는 과정을 호스트 컴퓨터에서 수행하고, 등록된 특

징을 인증해 새로 입력된 특징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

는 특징 매칭 과정을 보안 토큰 내부에서 수행한다[15].

처리 과정과 특징 추출 과정은 많은 메모리 사용과 명령

어 수를 요구 하여 보안 토큰과 같은 제한인 환경에서는

수행이 불가능하다.

정보보호를 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하는 사식

무아 를 이용한 특징 정보는 등록 과정에서 보안 토큰

에 장된 특징 정보는 외부로 달하지 않고 보안토큰

내부에서 정합 과정을 수행한 후 최종 인증 결과만을 호

스트로 송하여 고유한 개인의 생체 정보가 외부로 유

출되지 않도록 한다.

Fig. 2. Security Token System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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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에서 보안 속성 를 사용하면 보안 속성을

송할 수 있다. WebSphere Application Server는 정 속

성이나 동 속성을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 모듈에서 보

안 속성을 가져올 수 있다. 동 보안 속성은 연결에 사

용할인증강도, 호출자의 정보등을포함한다. 보안속성

는 Java직렬화 방법에 한 규칙을 지정, 서비

스를 제공한다. 서로 다른 랫폼 소 트웨어 버 을

처리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정의 직렬

화 기능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임워크를 제공한다.

임워크는만들어진토큰의고유성을식별할수 있다.

Fig. 3. Face recognition token system

사용자 정보( 사식 무아 를 이용한 얼굴인식 정보)

를 인증한 후 원격 사용자 지스트리를 호출하여 사용

자 액세스 권한을 표시하는 보안 속성을 찾는 로세스

를 사용 로그인은 사용자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한

다음 WebSphere Application Server에 알려진 사용자

정의 오 젝트와 임워크를 구성하는 일련의토큰 직

렬화 해제한다. 사용자 정의 토큰의 직렬화 직렬화 해

제는 구 을 통해 수행되고 사용자 정의 로그인 모듈에

의해 처리되며 근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3.2.2 수평 파

수평 에서 직렬화된 보안속성( 토큰)에는 정

속성과 동 속성이 포함된다. SSO토큰은 수평

에 필요한시스템 특정 정보를 장한다. SSO 토큰에 포

함된 정보는 치와 해당 서버와 통신하는 방법을 수신

서버에 알려주며, 직렬화된 속성을 찾기 한 키도 포함

된다. 수평 를 사용하려면 SSO토큰 보안 속성

기능을 구성해야 하며, 리콘솔에서 두 기능을 모두

구성할 수 있다.

수평 에서 보안 속성은서버간에 가 된다. 직

렬화된 보안 속성(내용 토큰)에는 정 속성과

동 속성이 포함되어있다. SSO 토큰은 수평 에 필

요한 추가 시스템특정 정보를 장한다. SSO 토큰에 포

함된 정보는 원래 서버가 있는 치와 해당 서버와 통신

하는 방법을 수신 서버에 알려 다. 한 SSO 토큰에는

직렬화된 속성을 찾기 한키를 가지고 있으며, 수평

를 사용하려면 SSO 토큰 웹인바운드보안속성

기능을 구성해야 한다. 리 콘솔에서 두 기능을모두

구성할 수 있다.

주제에 추가된 사용자 정의 SSO토큰은 자동으로 응

답에 쿠키로 추가되며 라우 로 다시 송되는 속성을

포함한다. 토큰 인터페이스 getName 메소드는

getVersion 메소드와 함께 쿠키 이름을 정의한다. 요

한 정보, 기 정보 는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응답

쿠키에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

사용자는 SSO 토큰을 사용하여 한 번의 인증으로 여

러 WebSphere Application Server의 자원에 액세스할

수 있다. 사용자 정의 SSO 토큰은 사용자 정의 처리를

SSO 시나리오에 추가하여 이 기능을 확장한다. SSO 토

큰에 한 자세한 정보는 웹 사용자 인증을 최소화하기

해 싱 사인온 구 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4. 결론

를 직 으로 이용 하는 사용자들이 격히 늘

면서 집단의 의해서가 아닌 개인 사용자들끼리의

방해 간섭 교란 등 일어나면서 각종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개인 사용자들의 가이드라인이나 미흡

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있다. 교란과 교섭을 막

기 한 방안으로 백색 원과 투 격자와 원으로

측정한 생성한 3차원 형상도를 이용한 생체정보인 사

식 무아 를 이용한 얼굴인식 정보를 이용한 암호화된

토큰을 만들어 토큰링을 통한 정보의 수신여부를 결정

하여 인증 강도, 호출자의 정보 등을 포함한 동 보안

속성을 가진 수평 를 송하고 java직렬화와 직렬화

해제 기능을 사용하여 토큰의 고유성 여부를 확인함으로

인해 기존의 수평 교란으로 인한 송수신의 문제 을

보완할 뿐만아니라 다 보완의 간소화로 인한 송신

의 속도 향상을 기 한다. 다양한 기기들의 각기 다른

의 을 모두 충족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향후

연구를 통하여 좀더 세 한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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